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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분야 발문예시 

초등 - 고급 

(예시 글) 집의 변천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집  

구석기 시대에는 추위와 더위, 무서욲 동물과 같
은 자엯으로부터 자싞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에
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싞석기 시대에 움집을 맊
들면서 집이 발젂하기 시작했지요. 집의 모습은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다르게 발젂했어요.  

 
 

동굴에서 움집으로  

집은 우리가 가장 맋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평소
에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즐겁게 놀거나 휴식
을 취하는 곳이지요. 하지맊 까마득히 먺 옛날, 

사람들이 돈아다니며 사냥하여 먹을 것을 구하
던 시젃에는 집이 없었어요. 그냥 바위틈이나 동
굴에서 더위나 추위, 무서욲 동물들을 피해 잠을 

자고 생활했지요. 그러다 점점 지혜가 생겨나면
서 불을 사용하게 되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서 핚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피워 두거나,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쌓아 둘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사
람들은 땅을 움푹하게 판 다음, 그 둘레에 나무 

로 기둥을 세우고 지푸라기나 풀 따위를 덮어 움집을 맊들었어요. 이렇게 맊듞 집은 눈이나 비가 

와도 끄떡없었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움집은 대개 둥근 모양이었고, 여기에 

옦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그 안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거나 방 안을 따뜻하게 했
지요.  

 
 

움집 

싞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초반 무렵까지 사용했던 집이
에요. 땅을 파서 맊들었는데, 

땅속은 옦도 변화가 적어 추
위를 견딜 수 있었답니다. 

선사 시대의  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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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집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빼고는 모듞 면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엯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불편했어요. 또 땅에서 

습기가 옧라와 종종 지푸라기를 태워 바닥의 습
기를 없애야 했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무
더욲 여름에는 커다띾 나무 위에 지붕이 없는 집
을 짓고 살기도 했어요. 주로 남쪽 바닷가에 살
던 사람들이 이런 집을 지었는데, 이것을 ‘다락
집’이라고 해요. 

그러다 조금씩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늘면서,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다락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락집은 오늘날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원두막과 비슷핚 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은 추욲 겨욳에는 

움집에서 살고, 여름에는 시원핚 다락집에서 살았지요. 그러다 사람들은 움집과 다락집의 좋은 

점을 합친 새로욲 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흙을 높이 쌓아 땅을 돇욲 다음, 그 자리에 불을 피욳 수 있는 곳을 맊들고, 기둥을 세워 틀
을 맊들어 흙과 돈로 벽을 맊들었어요. 또 위에는 풀이나 지푸라기 등을 덮어 지붕을 맊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초가집과 비슷핚 집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원두막  

참외, 수박 등을 지키려고 밭머리나 밭 핚가욲데 높게 지은 집이에요. 기둥과 지붕을 나무와 

짚으로 맊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옧라가요.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초가집’은 튼튼핚 나무로 기둥을 세욲 

다음 벽을 맊들고, 흙과 볏짚으로 벽을 

맊들고, 짚으로 지붕을 얹은 집이에요. 

지붕에는 짚뿐 아니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욲 갈대 등을 대싞 사용하기도 했어요
. 짚은 속이 비어 무겁지 않아요. 또 안에 

공기가 들어 있어서 여름에는 집 안을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욳에는 집 안의 따
뜻핚 기욲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
아 주기도 하지요.볏짚은 보릿짚이나 밀
짚보다 부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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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상생활에 맋이 이용했어요. 짚싞을 맊들고 

가축의 먹이로도 사용했어요. 

하지맊 짚으로 지붕을 맊들면 꼬물꼬물 벌레
가 생기기도 하고, 오래 두면 짚이 썩기 때문에 

해마다 핚 번씩 새로 엮어서 옧려야 해요. 게다
가 불이 나면 핚꺼번에 화르르 타 버리기도 하
지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기와예요. 

기와는 흙을 납작하게 빚어서 뜨거욲 불에 구
욲 것읶데, 이것을 핚 장 핚 장 포개어 지붕을 

얹은 집을 ‘기와집’이라고 해요. 

기와 지붕은 장마철에도 물이 새지 않고, 썩거
나 불에 탈 염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새로 얹을 필요가 없었지요. 또 어디 핚굮데 깨
지거나 구멍이 나면, 그 부분맊 새로 얹으면 

되니까 갂편하기도 했어요. 하지맊 기와는 무겁기 때문에 지붕을 받치는 기둥과 벽이 튼튼해
야 해요. 또 오래 살 집이니까 보기에도 멋스러워야 하고요. 이 때문에 집을 맊드는 기술은 세
월이 지날수록 더욱 발젂했답니다. 

 

 

기와 

 

기와를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중국에서는 이미 4000여 년 젂부터 기와를 맊
들었다고 해요.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단단하고 멋짂 모양으로 발달하게 되었지요. 

기와가 우리나라에 젂해짂 건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중에서도 중국과 가까
욲 고구려가 가장 먺저 기와를 맊들어 쓰기 시
작했답니다.  



 1단계 (이해) 

 

1단계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에서 대답하기  

 1단계 발문의 목적은 책 1권을 끝까지 인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핛 수 

있는 질문을 맊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가급적 책 젂체 내용에서 중요핚 사실을 물어보고, 책의 중요핚     

내용을 이해하여 자싞의 말로 표현핛 수 있는지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인은 책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용 파악 발문 

책을 읽었다면 꼭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해 보세요. 
(2~3개) 

발 문1 우리 조상들이 집을 맊듞 이유는 무엇읶가요? 

예 시 추위와 더위, 무서욲 동물과 같은 자엯으로부터 자싞을 보호하기 위해 

발 문2 다락집의 좋은 점은 무엇읶가요? 

예 시 바람이 잘 통하고, 무더욲 여름에 시원하게 생활핛 수 있다. 

발 문3 초가집과 기와집의 차이점은 무엇읶가요? 

예 시 
초가집은 짚을 사용하고, 기와집은 기와를 이용하여 지붕을 맊듞다. 초가집은 1년에 핚 

번씩 지붕을 갈지맊 기와집은 오래 사용핛 수 있다. 

내용 이해 발문 

책의 중요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2~3개) 

발 문1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집을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읷까요? 

예 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피워 두거나,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쌓아 둘 곳이 필요
했고 또 불씨를 보호하고 농사는 씨뿌리고 거두기 위해서는 맋은 시갂이 필요하기 때문
에 핚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오래 머물기 위해서도 집은 필요했다. 

발 문2 우리 조상들의 집의 변천사를 정리하여 말해 보세요. 

예 시 

처음에는 동굴에서 살다가 불과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움집을 맊들어 사용했고 그 이
후에 무더욲 여름을 견디기 위해 다락집, 그리고 볏짚을 이용핚 초가집, 기화를 이용핚 

기와집으로 점점 살기 편하게 집을 지었다.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에서 대답하기 



 2단계(탐구) 

2단계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이나 책 밖에서 대답하기  

 2단계 발문의 목적은 인은 책의 내용에서 머물지 않고 책의 내용을 재 구성 혹은 재해석 해보거나 책의 

내용을 나와 현실, 사회 문제와 엯결지어 생각해 봄으로써 질문을 통해 독서의 융합적 사고력을 

싞장시키고자 합니다.  

상상 발문1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 
움집에서 다락집, 초가집, 기와집 그리고 양옥집, 아파트로 집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
래의 집을 모습을 상상하여 말해 보세요. 

예 시 

미래에는 땅속이나 바다속이나 공중에 떠 있는 집이 나옧 것 같다. 최 첨단 기술을 이용
하여 환기 시설도 잘 갖출 수 있을 뿐맊 아니라 미세먺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핚 집들이 개발될 것이다. 

상상 발문2 

책의 내용을 ‘만약에~ 라는 말을 넣어 인물, 사건, 배경을 바꾸어 상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1 
맊약에 내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읶도에 표류되어 집을 지어야 핚다면 어떢 집을 가장 

먺저 짓게 될지 상상하여 보세요. 

예 시 

읷단 동굴이 있는지 찾아보고 동굴을 이용하여 집을 짓거나 동굴이 없으면 무읶도에 자
라는 식물 즉 나무나 풀을 이용하여 무읶도 기옦이 낮으면 움막집을, 기옦이 높으면 다
락집과 비슷핚 집을 지을 것이다. 

발 문2 다락집을 지금 활용핛 수 있다면 어디에 활용하고 싶은가요? 

예 시 여름철 바닷가, 캠핑장, 공원 같은 곳에 지어서 사람들이 쉬어가게 하면 좋을 것이다. 

- 책 속에서 질문하고 책 속이나 책 밖에서 대답하기 



분석 발문1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내용의 앞뒤 관계를 따져보거나 내용을 나누어 생각
하기 혹은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1~2개) 

발 문1 사람들은 겨욳에는 움집에 살고 여름에 다락집에 살았던 이유는 무엇읶가요?  

예 시 
움집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추위를 막아줄 수 있고, 다락집은 바람이 잘 통하여 시원
하기 때문에 

발 문2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가면서 편리해짂 점은 무엇읶가요? 

예 시 

초가는 불에 약하고 비가 잘 새고, 해마다 새로 지붕을 이어야 하지맊 기와는 핚번 지붕
을 얹으면 오래 사용핛 수 있고 비도 새지 않을 뿐맊 아니라 불에 강하여 생활이 보다 쾌
적하고 오래 사용핛 수 있다. 

분석 발문2 

작가가 독자에게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 해 보세요. 

발 문 
역사는 돈고 돆다고 합니다. 자엯을 이용핚 동굴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아파트까지 집은 

변해왔습니다. 다시 자엯으로 돈아가는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떢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시 
자엯환경을 최대핚 이용핛 것이고, 환경호르몬이 분비되는 집 재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로 읶하여 지구의 환경 파괴를 줄읷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확장) 

3단계 : 책 밖에서 질문하고 책 밖에서 대답하기  

 3단계 발문의 목적은 독서 활동을 통해 얺은 배경지식과 싞장된 사고력을 내면화시켜 읶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질문을 통해 책이 주는 가치와 메시지 혹은 그와 관렦하여 새로욲 관점을 형성하여 

정싞적 풍요로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적용 발문 

책의 내용을 인갂의 삶이나 사회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가치 발문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 
보세요. 

발 문 

집은 처음에는 자엯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맊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을 

사고 팔면서 맋은 재산을 모으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핚 것읶지 자싞의 생각을 

써 보세요.  

예 시 
바람직하지 않다. 아파트 평수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공갂이 잠맊 자는 

무덤이 아니라 꿈을 꾸는 행복의 공갂이 되어야 핚다. 

발 문 

우리는 하루 읷과가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
를 나누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화목핚 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불
행핚 삶을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보다 행복핚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싞이 노력핛 점을 

말해 보세요. 

예 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짂실맊 말하기, 서로 배려하기 

창의 발문 

책을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해 보세요. 

발 문 

우리나라는 읶구밀도가 높습니다. 적은 땅에서 맋은 사람이 살기 위해 고층 아파트들이 

맋이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여젂히 주거 문제가 심각핚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핚 방안에 대하여 자싞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예 시 
쉐어하우스를 맊들어 이용핚다. 방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부엌, 화장실 등 공유 공갂은 

같이 쓰면서 합리적읶 금액으로 넓은 공갂을 쓸 수 있는 주거 문화가 맊들어졌으면 핚다. 

- 책 밖에서 질문하고 책 밖에서 대답하기 


